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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509.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EL509-2006/2/2020-77】는 개정되어 이 기준으
로 바뀌었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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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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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Windshield Washers for Automobile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자동차 앞 또는 뒷면 창유리의 시야를 확보할 목적으로 와이퍼를 작동시킬 때 사
용하는 세정액(이하, “자동차 세정액”이라 한다.)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0027,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KS M 0033,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방법 통칙
KS M 2163, 자동차용 워셔액
KS M 2714, 합성 세제의 생분해도 시험 방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원액
자동차 세정액의 용기에서 꺼낸 내용물
3.2 휘발성방향족탄화수소(VACs,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중에 함유되는 방향족탄화수소류
(aromatic Hydrocarbons)
비고

이 기준에서는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에틸벤젠(ethyl benzene),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스타이렌(styrene)만을 VACs로 잠정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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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관련 기준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원료취득
제조

§
§
§
§
§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

환경성 항목
사용 금지 원료
향료
계면활성제 생분해도
원액의 어는점
1가알콜 및 VACs 함량
할로겐계 합성수지

§
§
§
§
§
§

환경 개선 효과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생태계 독성 저감
유해물질 배출 감소
인체‧생태계 독성 저감
인체‧생태계 독성 저감
재활용성 향상

4.1 사용 금지 원료
제품의 구성 원료로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 ethoxylates) 및 알킬페놀류(APs, alkylphenols)
비고

이 기준에서는 다음 물질을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및 알킬페놀류 물질로 잠정 규정한다.
구분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알킬페놀류

물질명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octylphenol ethoxylate)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nonylphenol ethoxylate)
옥틸페놀(octylphenol)
노닐페놀(nonylphenol)

b) 암모니아 및 4차암모늄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에틸렌글리콜, 부틸카비톨,
폼알데하이드
c)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표 2의 H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다만, 4절 (환경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H코드 물질별 별도 함량 기준에 적합한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개별원료 자체에 질량분율로서 0.01 % 이하로 포함될 때는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본다.
비고 2 각 물질 목록은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Ⅵ의 Part 3 (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tables)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표 2

UN GHS에 따른 EU CLP 분류‧표시 코드 및 세부내용

코드
세부 내용
toxic substances:
H302
harmful in swallowed
H304
may be fatal if swallowed and enters airways
H315
causes skin irritation
H318
causes serious eye damage
H319
causes serious eye irritation
H332
toxic if inhaled
H335
may cause respiratory irritation
H336
may cause drowsiness or dizz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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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부 내용
H370
causes damage to organs
H373
may cause damage to organs through prolonged of
repeated exposure
allergies substances:
H317
may cause allergic skin reaction
carcinogenic, mutagenic and reprotoxic substances:
H340
may cause genetic defects
H350
may cause cancer
H350i
may cause cancer by inhalation
H360F
may damage fertility
H360D
may damage the unborn child
H360FD
may damage fertility, may damage the unborn child
H360Fd
may damage fertility, suspected of damaging the
unborn child
H361
suspected of damaging fertility or the unborn
H400
very toxic to aquatic life
H410
very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H411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H412
harmful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d)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암성 분류 기호
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에 해당하는 물질. 다만, 흡입 우려가 없는 카
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TiO2)은 제외한다.
4.2 향료
4.2.1 니트로계 향료(nitromusks) 및 다환계 향료(polycyclic musks)
니트로계 및 다환계 향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이 기준에서는 다음의 향료를 니트로계 및 다환계 향료로 잠정 적용한다.
CAS 등록번호
81-15-2
83-66-9
116-66-5
145-39-1
81-14-1

물질명
musk xylene
musk ambrette
moskene
musk tibetine
musk ketone

CAS 등록번호

물질명

1506-02-1, 21145-77-7

AHTN

114109-62-5, 114109-63-6,
1222-05-5, 78448-48-3, 78448-49-4

HHCB

4.2.2 알러지 유발 향료
표 3에 따른 알러지 유발 향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별 물질에 대한 함량이 각각 100
mg/kg 이하일 때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이 기준에서는 EU Directive 2003/15/EC Article 1(10)에 따른 물질을 알러지 유발 향료로 잠정
적용한다.
표 3
CAS 등록번호
122-40-7
101-85-9
100-51-6
118-58-1
104-54-1

사용 금지 알러지 유발 향료

물질명
amyl cinnamal
amylcinnamyl alcohol
benzyl alcohol
benzyl salicylate
cinnamyl alcohol

CAS 등록번호
105-13-5
120-51-4
103-41-3
106-22-9
46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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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anisyl alcohol
benzyl benzoate
benzyl cinnamate
citronellol
farn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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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등록번호
104-55-2

물질명
cinnamal

CAS 등록번호
101-86-0

물질명
hexyl cinnamaldehyde
lilial(butyl phenyl methyl
propional)
d-limonene
linalool
methyl heptine carbonate
3-methyl-4-(2,6,6-trimethyl-2-c
yclohexen-1-yl)-3-buten-2-one

5392-40-5

citral

80-54-6

91-64-5
97-53-0
106-24-1

coumarin
eugenol
geraniol

5989-27-5
78-70-6
111-12-6

107-75-5

hydroxy-citronellal

127-51-5

31906-04-4

hydroxy-methylpentylcyclo
hexenecarboxaldehyde

90028-68-5

oakmoss extracts(atranol)

97-54-1

isoeugenol

90028-67-4

treemoss
extracts(chloroatranol)

4.3 안전 및 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확인 신고를 한 것이어야 한
다.
4.4 계면활성제 생분해도
계면활성제는 생분해도가 90 %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원액의 어는점
원액의 어는점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제품 원액의 어는점 기준

구분
원액의 어는점 (℃)

사계절용
- 25 이하

4.6 1가알콜 및 VACs 함량
제품의 1가알콜 및 VACs 성분은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항목
기준 [질량분율 (%)]

1가알콜 및 VACs 함량 기준
1가알콜(에탄올 제외)
1.0 이하

VACs
0.1 이하

비고 ‘1가알콜(에탄올 제외)’ 함량은 메탄올, 이소프로판올 및 tert-부탄올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으로 한다.

4.7 할로겐계 합성수지
제품의 용기와 부착 라벨에는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품질 관련 기준

5.1 제품 성상
무색 또는 착색제로 착색한 것으로 침전물 및 부유물을 함유하지 않는 균질한 액체이어야
하며, 또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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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품 품질
KS M 2163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자 정보

6

6.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6.2 제품 사용 정보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증방법

7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4.1
4.2.1
4.2
4.2.2
4.3
환경 관련
기준
4.4
4.5
4.6
4.7
5.1
품질 관련
기준
5.2
소비자 정보

8

검증방법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확인 또는
제출 서류 확인 또는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확인 또는
제출 서류 확인 또는
제출 서류 확인 또는
제출 서류 확인
육안 및 냄새 확인
8.5에 따른 공인기관
제출 서류 확인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6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
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
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2 니트로계 및 다환계 향료
KS M 0027, KS M 0031에 따라 시험한다.
EL509 - 5

EL509:2021

8.3 알러지 유발 향료
a)

시험편 2 g 을 40 mL 바이알에 넣고 9 mL 의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 혼합액을 첨가한
후, 40 ℃에서 30분간 초음파 추출한다.

b)

a)의 9 mL 의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 추출액을 40 mL 바이알에 모은 후, 9 mL 의 톨
루엔/에틸아세테이트 혼합액으로 재추출한다.

c)

2번의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를 모두 모은 후 고분자 침전을 위하여 2 mL 의 에탄올을
첨가한다.

d)

상등액을 분취한 후, 0.45 μm PTEE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
다.

e)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로 분석한다.
8.4 계면활성제 생분해도
KS M 2714에 따라 시험한다.
8.5 원액의 어는점, 제품 품질
KS M 2163에 따라 시험한다.
8.6 1가알콜 및 VACs 함량
아래의 시험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a)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b) KS M 0027 또는 KS M 0031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a

에너지
절약b

지구
환경오염
감소c

지역
환경오염
감소d

해당 여부

유해물질
감소e

생활
환경오염
감소f

소음‧진동
감소g

●

a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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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
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
다.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
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
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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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
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
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
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
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할 때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
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
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
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
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
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
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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